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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인터넷 속도의 증가와 자원의 발달에 따라 웹과 연동된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상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의 사용과 개발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은 시작 
단계에서 특정 서비스에 접속을 하게 되는데, 서비스들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DNS 서버와의 
질의, 응답 단계가 발생하게 된다. DNS 패킷들은 서비스 이름과 IP주소를 포함하고 있어 
시그니쳐를 생성하기에 충분한 자원이 된다. 따라서 이 때 발생하는 DNS 패킷을 사용하여 
시그니쳐를 생성할 경우, 트래픽들의 서비스 별 분류가 가능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DNS 
패킷을 사용하여 시그니쳐를 생성하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론은 다른 방법론에 
비해 시그니쳐의 생성이 용이하고, 분석이 빠르고 효과적이며, 트래픽의 서비스 별 분류를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론은 학내 망에 적용하여 트래픽 분류 
방법으로써의 가능성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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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1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의 발전과 대중화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으로 유입되었고, 
인터넷 사용자가 급증함과 동시에 인터넷 상의 많은 서비스들과 사이트들이 생겨났다. 사용자들의 증가와 
인터넷의 빠른 발전으로 기업이나 개인들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이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다.[1]  

이러한 인터넷의 발전은 웹페이지에 국한 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과 결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어플리케이션들이 인터넷과 결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데, 이것은 네트워크 상의 트래픽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해 트래픽의 정확하고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앞서 언급했던, 인터넷과 연동되어 제공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은 그 동작을 시작하기에 앞서 특정 
인터넷 서비스와 접속을 한다. 이 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접속 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주소를 얻기 위해 
DNS 서버에 DNS 질의 메시지를 전송한다. 그리고 DNS 서버로부터 받은 응답 메세지의 IP를 사용하여 
해당 서비스와 연결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DNS 패킷에는 어플리케이션, 즉 사용자가 
접속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이름과 그 IP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그니쳐를 생성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2] 따라서 DNS 패킷을 사용하여 시그니쳐를 생성할 경우, 서비스 별 트래픽 분류가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DNS 패킷을 사용하여 헤더 시그니쳐를 생성하고 트래픽을 서비스 별로 분류하는 트래픽 분류 
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트래픽 분류 시스템은 서비스 별 트래픽 분류를 제공함으로 기업과 개인에게 
                                                           
1 이 논문은 2010 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미래기반기술개발사업(첨단융복합분

야)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00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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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동시에, 인터넷과 연동되어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을 효과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DNS 패킷을 사용하여 시그니쳐를 생성함으로 다른 방법과는 달리 
시그니쳐의 생성이 용이하고, 분류 대상 트래픽들의 IP 헤더 정보만 비교함으로써 빠른 분석을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 트래픽 분석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 대하여 살펴보고, 
3장에서는 본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트래픽의 수집 시스템과 트래픽 데이터에 대해 기술한다. 4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DNS 패킷 기반 시그니쳐 생성 시스템과 분류 시스템의 개요와 장점을 설명한다. 
그리고 5장에서는 본 시스템에서 사용된 시그니쳐 생성 알고리즘을 살펴보고, 6장에서는 생성된 시그니쳐를 
기반으로 트래픽 분류 시스템을 살핀다. 그리고 7장에서는 앞서 제안한 분석 시스템으로 분석한 결과와 
검증 방법을 기술하고, 학내 망에 적용하여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8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제시한다. 

 

2. 관련연구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DNS 패킷에서 IP를 추출하는 방식이며, 추출한 IP를  트래픽의 
서비스를 구분하는 시그니쳐로 사용한다. 본 장에서는 시그니쳐를 사용하여 트래픽을 분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본다. 

시그니쳐기반 트래픽 분류는 가장 대표적인 응용별 트래픽을 분류 방법으로 다른 응용들과 구분되는 
패킷내의 공통 분모를 찾아내어 시그니쳐를 생성하고 수집된 트래픽이 같은 시그니쳐를 가졌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트래픽을 분석하는 방법이다.[1] 

시그니쳐 생성에는 페이로드를 사용하여 시그니쳐를 생성하는 방법, 패킷의 헤더 정보를 사용하여 
시그니쳐를 생성하는 방법, 패킷의 특성을 통계적으로 사용하여 시그니쳐를 생성하는 방법이 있다. 

 

2.1 페이로드 기반 시그니쳐 분석 방법 
페이로드 기반 시그니쳐 분석 방법은 패킷의 응용계층 페이로드 데이터로부터 동일한 스트링을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트링매칭을 통하여 트래픽의 응용을 결정하는 방법이다[3]. 페이로드 기반 
시그니쳐 분석은 다른 방법론에 비해 정확도와 분석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페이로드 
시그니쳐를 수작업으로 추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응용 프로그램의 변경, 출현, 통합 등으로 
인한 시그니쳐의 유지와 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4,5] 

 

2.2 헤더 시그니쳐 기반 분석 방법 
헤더 시그니쳐 기반 분석 방법은, 특정 응용에서만 사용되는 헤더 정보들의 조합을 사용하여 

시그니쳐를 생성하고 트래픽을 분류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flow를 정의하는 기본 단위인 5-tuple(source 
address/port, destination address/port, transport protocol)의 정보들을 조합해서 특정 응용에서만 발생되는 헤더 
시그니쳐를 추출한다. 이 방법은 페이로드 시그니쳐 기반 분석 방법에 비해 헤더만을 비교하여 분석함으로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6]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시그니쳐 역시 이 범주에 속하고 헤더정보로는 IP 
주소를 사용한다. 

 

2.3 통계 시그니쳐 기반 분석 방법 
통계 시그니쳐 기반 분석 방법은 패킷들의 통계적인 특성(패킷 크기, 패킷 간의 발생 시간, 윈도우 

크기 등)의 분포를 바탕으로 트래픽을 분석하는 방법론이다. 이 방법론은 패킷의 페이로드 정보를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분류 속도가 빠르고, 페이로드 정보를 분석하지 않아 암호화된 트래픽에 적합한 방법론이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통계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플로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7]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분석 방법은 DNS 패킷에서 IP정보를 추출하여 시그니쳐를 생성하고, 패킷의 

헤더 정보만으로 트래픽을 서비스 별로 분류한다. DNS 패킷을 사용하여 시그니쳐를 생성하기 때문에 다른 
시그니쳐 기반 분석 방법들에 비해 시그니쳐의 생성이 용이하고, 시그니쳐의 보수에 유리하며, 헤더 
정보만을 비교하여 트래픽을 분류하므로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3. 제안 시스템의 개요 및 장점 

 
3.1 시스템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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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스템은 수집된 패킷 중 DNS 패킷을 입력받아 헤더 시그니쳐를 생성하고 트래픽을 분류하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은 DNS 패킷 데이터를 입력 받아 헤더 시그니쳐를 생성하는 프로그램과, 생성된 
시그니쳐를 사용하여 해당 트래픽 데이터를 서비스 별로 분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그림 
1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개요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 1. 시스템 개요 

  

시그니쳐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은 입력받은 DNS 응답 패킷에서 도메인과 IP를 추출하는 모듈과 추출한 
도메인에 서비스 코드를 할당하는 모듈, 그리고 시그니쳐를 생성하는 모듈로 구성이 되어있다. 생성된 헤더 
시그니쳐는 분류시스템에서 트래픽 분류를 위하여 사용한다. 트래픽을 분류하는 프로그램은 원시 
패킷으로부터 생성된 플로우 데이터에서 IP를 추출하는 모듈, 시그니쳐를 읽어들여 추출한 IP와 시그니쳐의 
IP를 비교하는 모듈, 그리고 트래픽을 서비스별로 분류하는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3.2 시스템의 장점 
기존에 제안된 시그니쳐 기반 트래픽 분석 방법론들은 시그니쳐를 생성하기 위해 여러 개의 패킷을 

수집하고 그들의 공통점을 찾는 방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제안된 시스템은 DNS의 패킷 하나만을 사용하여 
시그니쳐를 생성할 수 있어, 생성 속도가 빠르며 시그니쳐의 갱신과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생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DNS를 사용하여 시그니쳐를 생성하기 때문에 트래픽의 서비스 별 분류가 가능하도록 하며, 
생성된 시그니쳐는 헤더 시그니쳐로써 패킷의 헤더만 비교하여 분석이 가능해 빠른 분석 속도를 장점으로 
가진다. 
 

4. 시그니쳐 생성 알고리즘 
 

본 시스템에서 생성하는 헤더 시그니쳐는 IP와 서비스 이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서비스의 
이름과 IP를 입력받은 DNS 패킷으로부터 추출하여 시그니쳐를 생성하는 작업을 한다. 

 

4.1 DNS 패킷에서의 추출 
DNS 패킷은 질의 패킷과 응답 패킷의 두 종류로 나뉜다. 질의 패킷은 헤더와 문의 레코드 섹션으로 

구성되고, 응답 패킷은 헤더와 문의, 응답, 권한 레코드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9] 
본 논문에서는 헤더 시그니쳐 생성에 필요한 IP와 사용자가 질의한 서비스 이름을 얻기 위해 DNS 

패킷 중 응답 패킷을 사용한다. 응답 패킷을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로 응답 패킷의 문의 
레코드 섹션은 사용자가 발생시킨 질의 패킷의 문의 레코드 섹션과 동일하여 요청한 서비스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질의만 던져지고 응답이 오지 않은 경우나 질의된 도메인 주소가 
잘못된 경우를 시그니쳐 생성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그니쳐를 생성하는데 있어 사용되는 
응답 패킷의 필드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시그니쳐 생성에 사용되는 DNS 응답 패킷 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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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ry name 사용자가 DNS 서버에 주소값을 요청한 주소 이름이 있는 필드 

Answer RRS 사용자가 요청한 질의에 대한 결과값의 개수를 나타내는 필드 

Answers 사용자가 요청한 질의에 대한 결과가 저장되어 있는 필드 

 
그림 2는 DNS 응답 패킷을 Wireshark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내용의 일부이다.  

 
그림 2. DNS 응답 패킷의 사용 (일부) 

 
DNS 응답 패킷의 AnswerRRS는 유효한 응답의 개수를 알려주는 필드이다.[9] 만약 응답 패킷이 도착을 

했더라고 AbswerRRS필드의 값이 0이면 그 응답 패킷은 시그니쳐를 생성하는데 유효하지 못한 패킷이다. 
AnswerRRS의 값이 0보다 큰 n값을 가질 때, 하나의 응답 패킷을 사용하여 생성할 수 있는 시그니쳐의 

개수는 n개가 된다. 하지만 응답 패킷이 정상적으로 도착을 하고 Answer RRS의 값이 0보다 큰 n값을 
가져도 생성되는 시그니쳐가 n개가 아닌 예외의 경우가 존재한다. 바로 Answer 필드에서 Data Type이 A가 
아닐 경우이다. Data Type이 A인 경우는 host address를 반환하는 Answer필드이다. 하지만, 위의 그림에서 
예로 볼 수 있듯이, Type이 A가 아닌 CNAME인 경우에는 요청한 주소의 Primary name의 이름을 반환하는 
값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헤더 시그니쳐의 생성에 적합하지 않은 Answer필드이다. 
 

4.2 서비스 범위의 정의와 코드 할당 
DNS 응답 패킷의 Query Name 필드에서 추출한 도메인 이름은 그림 3과 같이 도메인 구조를 바탕으로  

정의하였다. 
 

4.2.1. 서비스 범위의 정의 
본 시스템에서는 Query Name 필드에서 사용자가 질의하는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정의한다 

 

 

그림 3. 도메인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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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과 같이 도메인의 구조는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Top-Level Domain, Second-Level Domain, 

Lower-Level Domain의 3가지의 계층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Top-level Domain의 상위 계층은 일반 도메인과 
국가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 도메인의 하위 계층은 도메인의 성격을 나타내는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Second-Level Domain은 사용자가 도메인 관리 기구에 신청하여 접속 주소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층이다. Second-Level Domain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트 이름’ 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하위 계층인 Lower-Level Domain은 서비스 제공자가 원하는 대로 이름을 지정하여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Second-Level Domain의 하위 계층이다. 일반적으로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하위 페이지의 이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Lower-Level Domain은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한 개 이상의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다.[9] 

본 시스템에서는 추출한 서비스 이름의 계층화를 위해 Top-Level Domain을 “도메인”이라 정의하고, 
Second-Level Domain과 Top-Level Domain의 조합을 “사이트”라 정의한다. 마지막 Lower-Level Domain에서 첫 
계층을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정의하였다. 본 시스템에서 사이트의 범위를 Top-Level Domain과 Second-
Level Domain의 조합으로 정의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만약 Top-Level Domain을 고려하지 않고, Second-Level 
Domain, 즉 사이트 이름으로만 정의할 경우 실제로 korea라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고려대학교 
사이트(korea.ac.kr)와 일반 포털 사이트(korea.com)를 같은 사이트로 간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Top-
Level Domain을 포함하여 사이트의 범위를 정의할 경우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도메인이 다른 
경우를 같은 사이트로 분류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도메인 등록 체계와도 
연관된다. 
 

4.2.2. 코드 할당 
본 논문에서는 위의 방법으로 정의 및 추출된 서비스에 고유한 코드를 부여하여 시그니쳐로 생성한다. 

서비스의 이름을 그대로 저장하지 않고 코드를 부여함으로써 시그니쳐의 용량을 줄일 수 있고, 문자열 
비교로 인해 분석 시 혹은 시그니쳐 생성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버헤드를 감소시킬 수 있다.  

코드는 Top-Level Domain, Second-Level Domain, Lower-Level Domain 별로 각각 교유한 코드가 부여되며, 
최종적으로 이 3개의 숫자를 조합해 최종 서비스 코드를 생성하게 된다. 

 

5. 서비스 별 트래픽 분류 시스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와 흐름은 그림 4와 같다. 이 시스템은 그림 1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시그니쳐를 생성하는 부분과 트래픽을 분류하는 부분으로 나뉜다. 
 

 

그림 4. 시스템 전체 구성도 

5.1 시그니쳐 생성 모듈 
그림 4에서 시그니쳐를 생성하는 모듈은 DNS 패킷을 입력 데이터로 받아 서비스를 추출하여 코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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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고, IP를 추출하여 헤더 시그니쳐를 생성하는 작업을 한다.   
먼저, 입력된 DNS 패킷은 시그니쳐 생성에 적합한 패킷인지를 검사한 후 <Extract Domain> 과<Extract  

IP>  단계를 거치게 된다. 서비스가 추출이 되고 나면, 추출된 서비스를 계층화한 후 <get domain code>, <get 
site code>, <get service code> 단계를 거치며 각 계층별로 고유한 코드를 부여하고, 테이블에 저장한다. 
마지막 <Get Full Domain Code>에서는 최종적으로 추출한 전체 서비스 이름은 앞에서 추출한 코드들을 
일정한 규칙에 의해 조합하고, 전체 서비스 이름을 저장하는 테이블을 생성한다. 

<make IP-code signature>에서는 <get full domain code>와 <extract IP> 단계에서 생성된 최종 코드와 IP를 
조합하여 헤더 시그니쳐를 생성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생성된 시그니쳐는 테이블에 저장하여 
관리한다. 

 

5.2 트래픽 분류 모듈 
그림 4에서 트래픽을 분류하는 모듈은 플로우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 트래픽을 분류한다. 플로우에서 

IP를 추출하여 시그니쳐 생성 모듈 <make IP-code signature>에서 생성된 테이블에 있는 IP와 비교하여 
서비스 코드를 부여하고, <get full domain>에서 생성된 테이블을 사용하여 코드를 토대로 서비스의 이름을 
얻어 트래픽을 분류한다. 

 

6. 평가 및 검증  
 

본 장에서는 제안된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제안된 시스템을 사용하여 헤더 시그니쳐를 
생성하고 학내 망에 적용, 트래픽을 분류하여 그 성능을 검증하였다. 성능 검증을 위한 트래픽 수집은 그림 
5와 같이 본 연구실에서 개발한 실시간 트래픽 모니터링 시스템 KU-MON[8]을 외부 인터넷 망과 연결되는 
라우터에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패킷을 수집하였다. 

 

 
그림 5. 패킷 수집 

 

수집된 패킷들은 Flow Generator에 의해 flow라는 단위로 묶여 생성이 된다. Flow는 5-tuple(source IP, 
source port, protocol, destination IP, destination port)가 동일한 패킷들과 역방향 패킷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flow와 패킷의 묶음을 flow_with_pkt이라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DNS 
패킷을 사용하기 위해 Flow Generator를 통해 생성된 flow_with_pkt을 사용하여 DNS 패킷의 내용을 
추출한다. 
 

본 시스템의 성능을 평가 하기 위하여 쓰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표 2. 평가요소 
분석 범위 분류 가능한 서비스의 개수 

전체 분석률 전체 트래픽 중 시그니쳐를 이용하여 분석한 트래픽의 비율 

HTTP 분석률 HTTP 트래픽 중에서 시그니쳐를 이용하여 분석한 트래픽의 비율 

 
실험에는 KU-MON[4]을 사용하여 학내 망에서 수집하여 생성한 플로우 데이터를 사용 하였다. 

시그니쳐의 생성과 트래픽의 분류를 위해 2010년 10월 12일, 10월 17일, 11월 24일 3일의 데이터로 
시그니쳐를 생성한 후, 동일한 날짜의 데이터로 분류 시스템을 실험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트래픽은 다음과 같다. 전체 트래픽 중에서 TCP가 차지하고 있는 데이터의 양은 약 
70%이고, 나머지는 UDP 트래픽이다. 그리고 전체 트래픽 중에서 HTTP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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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이다.  
 

표 3. 실험에 사용된 트래픽 분포 
 TOTAL TCP UDP HTTP 

FLOW 
178,449,743 

(100.00%) 

125,210,150 

(70.17%) 

53,239,593 

(29.83%) 

32,306,906 

(18.10%) 

PACKET 
7,480,783,543 

(100.00%) 

5,629,193,683 

(75.25%) 

1,851,589,860 

(24.75%) 

1,686,571,603 

(22.55%) 

BYTES 
6.509 TB 

(100.00%) 

4.966 TB 

(76.29%) 

1.543 TB 

(23.71%) 

1.402 TB 

(21.55%) 

 

 

6.1. 시그니쳐 생성 결과 
표3의 데이터로 시그니쳐 생성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 총 6,403,331개의 DNS 패킷을 사용하여 

76,869개의 헤더 시그니쳐를 생성하였고, 생성된 시그니쳐로 분류 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는 표 4와 같다. 
 

표 4.분류 범위 
분류 범위 도메인 단위 사이트 단위 서비스 단위 

개수 443 개 57,750 개 29,025 개 

 

 

6.2 트래픽 분류 결과 
시그니쳐 생성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생성된 시그니쳐를 사용하여 실제 학내 망에서 수집된 트래픽에 

적용하여 그 성능을 검증하였다.  
 

표 5. 트래픽 분석률 
 Total 분석률 TCP 분석률 UDP 분석률 HTTP 분석률 

Flow 29.08% 32.37% 21.34% 96.52% 

Packet 27.32% 34.76% 4.68% 88.49% 

Bytes 26.06% 32.98% 3.78% 86.96%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트래픽을 분류한 결과는 표5와 같다. 전체 트래픽에서 
평균적으로 27%의 분석률을 보임으로써 트래픽 분류기로써의 그 성능을 검증할 수 있었다. 또한 HTTP 
웹트래픽의 경우에는 96%의 분석률을 보임으로써 웹트래픽을 분류하는데 DNS 기반의 시그니쳐 방법이 
유효함을 입증하였다.  

HTTP 트래픽의 분석률이 다른 프로토콜에 비해 높은 이유는, HTTP의 트래픽이 대부분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주소를 입력하거나 주소의 이름으로 링크가 되어 서버의 연결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컴퓨터는 연결하고자 하는 서버의 IP주소를 얻기 위해서 DNS 서버에 그 IP값을 요구하기 때문에 HTTP 
트래픽이 발생할 때 더 많은 시그니쳐가 생성이 되기 때문이다.  

UDP의 분석률이 플로우에 비해서 바이트가 낮은 이유는, P2P가 UDP 프로토콜 방식을 사용해서 
통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P2P는 TCP의 전송지연 방식 때문에 UDP를 사용하게 된다. P2P는 DNS를 
사용하여 서버의 IP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P2P를 지원하는 서버로부터 상대방의 IP를 전송 받아 직접 
연결을 시도한다. 따라서 DNS를 사용하여 통신을 하지 않는 P2P의 시그니쳐를 생성할 수 없고, 따라서 
P2P 트래픽은 분석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용량의 파일들을 전송 받는 P2P는 트래픽에서 플로우로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바이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많아 바이트의 분석률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DNS를 사용하여 시그니쳐를 생성했을 때의 장점은 서비스 별로 트래픽을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학내 망에서 발생한 HTTP 트래픽을 서비스 별로 분석한 결과를 비율이 가장 높은 10개의 사이트로 
나타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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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HTTP 트래픽의 Bytes 별 분포 

 
트래픽의 수집 요일이 평일임과 트래픽의 수집 장소가 학내 망이라는 점에서 학교 포털사이트인 

Korea.ac.kr의 분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7. 결과 및 향후 연구  

최근 인터넷 속도의 증가와 자원의 발달에 따라 웹과 연동된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상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의 사용과 개발이 증가 함에 따라 트래픽의 세부적인 분류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트래픽의 응용 별 분류가 아닌 서비스 별 분류 방법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DNS 패킷을 사용하여 헤더 시그니쳐를 생성하고, 트래픽을 분류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DNS 패킷을 
사용하여 헤더 시그니쳐를 생성할 경우 트래픽을 응용이 아닌 서비스 별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시그니쳐의 생성과 변화 대응이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시스템은 DNS 의 응답 
패킷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질의한 도메인의 이름을 도메인, 사이트 그리고 제공되는 서비스로 그 계층을 
나누어 추출하고, DNS 서버로부터 응답받은 IP를 추출하여 시그니쳐를 생성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은 실험을 거쳐서 서비스 별 트래픽 분류기로서의 가능성을 보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해 DNS에서 추출한 서비스를 일반화하여 
분류하는 작업과, 실시간 시스템에 적용하여 시그니쳐를 생성하고 트래픽을 분류하는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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